시그노드 코리아 주식회사

www.signode.co.kr

회사개요

SIGNODE사는 1913년 미국 CICAGO에서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전세계에
최첨단 포장 기술을 보급하여 왔으며, Steel Strap의 포장 규격 & 표준이
SIGNODE의 표준을 따르고 있을 만큼 선두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전 세계 6개 대륙에서 약7,000명이 우수한 품질과 글로벌 네트워크 통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Signode Korea는 1999년 2월1일 미국 Signode사와 현 Posco M-Tech
(구 삼정 P&A)사가 공동 출자하여 포장용 대강 제품의 생산 및 포장 자동화
설비의 제작, 포장용 Tool 그리고 관련 설비 부품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03년 이후 미국 SIGNODE사가 경영을 하고 있는 Global
기업 입니다.

www.signode.co.kr

Global History

SIGNODE 는 인류의 산업 기술 진보와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1913

SIGNODE 기업 설립 (미국 시카고)

1923

SIGNODE 유럽 법인 설립 및 시장 진출

1925

ORGAPACK 설립 (Strapping Machine & Tool)

1936

SIGNODE 인터내셔널 설립 및 글로벌 시장 진출

1946

최초의 전자동 Strapping Machine 개발

1955

NYSE 상장

1955

STRAPEX 설립 (Plastic Strap, Strapping Machine & Tool)

1962

LOVESHAW 설립 (자동 제함기, 마킹기, 라벨기)

1962

LOCK N’ POP 설립 (포장용 Adhesive 및 Dispenser)

1965

ANGLEBOARD 설립 (포장지함, 코너 보호대, 논슬립 시트)

1969

LACHENMEIER 설립 (Stretch Hood Machine)

1974

SHIPPERS PRODUCT 설립 (운송화물간 Plastic Air Bag)

1982

World Best Packaging Solution Company 등극

1983

세계 최초 Ring Type Wrapping Machine 개발 (OCTOPUS)

1985

KIWIPLAN 설립 (자동화 라인 Software 개발)

1986

MIMA PACKAGING 과 그룹 합병

1990

CARETEX 설립 (Bulk Container Liner)

1990

DARCO 설립 (Bulk Container Liner)

1990

DOWN RIVER 설립 (운송 화물간 Corrugated Air Bag)

1999
2011

SIGNODE KOREA 설립
(Steel Strap 생산, Packaging Total Solution 공급)
MULTI-WALL 합병 (골판지 박스 및 가공물 / Since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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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History

1970

1973. 12. 27 회사창립 (삼정강업주식회사 : 현 POSCO M-TECH)
1974. 12. 01 대강공장 준공
1976. 02. 01 포항제철 협력사 지정
1979. 04. 18 포장용 대강 KS 표시 인증

1990

1994. 02. 07 대강 페인트 코팅 설비 합리화
1995. 12. 22 ISO 9001 인증
1998. 04. 07 대강공장 일괄라인 설비 합리화

1999. 02. 01 삼정시그노드 ㈜ 설립 (미국 ITW사와 Joint Venture)

2000

2002. 01. 21 대강 Rewinder 설비 합리화
2003. 06. 10 대강 Small Ribbon 제품 생산
2003. 11. 01 ITW Service 판매사업부 자산인수
2003. 11. 28 무역의날 산업자원부 장관상 수상
2003. 12. 02 ISO14001 인증
2004. 11. 16 K-OHSMS 인증
2006. 03. 06 대현테크 인수, DHP (유) 설립
2007. 12. 01 시그노드코리아 상호변경
2008. 02. 20 출측 Looper System 합리화
2008. 12. 02 무역의날 2,000만불 수출탑 수상

2010

2010. 11. 15 Pay off, Lead Pot 합리화
2011. 04. 25 POSCO 동반성장 활동 (5S)
2012. 04. 30 제2기 혁신허브 QSS 활동)
2012. 10. 24 POSCO 동반성장 활동 (에너지)
2013. 09. 04 Led Pot Tube 교체
2014. 01. 01 교대조 변경 (3교대 -> 2교대)

2014. 04. 29 POSCO 동반성장 활동 (감사나눔)
2014. 05. 01 그룹 대주주 변경 (ITW -> Carlyl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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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ODE KOREA
시그노드 코리아 ㈜는 SIGNODE INDUSTRIAL GROUP 의 한국 법인 입니다.
포항에 Global Leading Company Level 의 Steel Strap 생산 기반을 갖추어
전세계에 걸쳐 최고의 Steel Strap 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고로 인정받는 SIGNODE INDUSTRIAL GROUP 의
Industrial Packaging Total Solution 을 국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Company Name
회

사

명

General MGR
대표이사

Established
설

립

일

Employees

SIGNODE KOREA Inc
[시그노드코리아 ㈜]

Nicholas Kim
[김

중

영]

Feb, 1, 1999
[1999년 2월 1일]

50 (Pohang Office & Plant : 31)

종업원수

[50 (포항본사 및 공장 : 31명)]

Sales

44Billion Won [KRW]

매

출 액

Production Items
생 산 품 목 (포항)

440 억 (2014년 기준)

Handlinhg Items
취급품목

Steel Strapping Sytems
Plastic Strapping Sytems
Stretch Packaging Sy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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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ODE KOREA

시그노드코리아 (주)

경북 포항시 남구 섬안로 46번길 47 ( 괴동동 ) 우) 790-300
www.signode.co.kr
1. Metal 1팀 : 포항 , 영호남지역 (서 희 달 : 054-280-0770)
2. Metal 2팀 : 서울 , 중부지역 (박 찬 구 : 070-4359-1789)
3. Non Metal IPS팀 : 전 지역 (박 경 식 : 070-4364-2030
www.signode.co.kr

SIGNODE 역활
SIGNODE 는 제품의 생산 및 포장, 운송 그리고 보관에 필요한 모든
Industrial Packaging의

Total Solution

을 제공합니다.

Steel Strap
Packaging
Stretch Film
Packaging

Plastic
Packaging

SIGNODE
Tools
&
Machines

Other
Packaging
Business

Packaging
Access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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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ODE는 모든 고객에게 최고의 품질, 신뢰할 수 있는 제품으로
고객에게 필요한 기술적 정보를 제공하며, 고객의 Packaging 을 향상
시키고 제품을 보호하며 고객의 요구를 이해하고 고객의 이익을 증
가 시키는 시스템을 제공해 드립니다.

SIGNODE 철학
-

안전철학
환경보전
혁신기술
윤리경영

:
:
:
:

Safety Philosophy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novation & Technology
Ethical Management

SIGNODE 약속
우리는 고객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공급 업체가 될 것입니다.
고객 현장에서 비용을 절감시켜
고객의 작업 생산성을 높이고

최고 품질의 제품으로
고객의 만족을 보장합니다
우리는 함께 Partner 로 사업을 함께 해 나갈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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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ODE KOREA

SIGNODE는 1913 년 이후 전세계 Steel Strapping System을 제공하는 선두 업체로서,
항공, 철도, 육로, 해운으로 운송되는 모든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포장 시스템의 설계 및
개발에 노력해 왔습니다 .
이러한 시스템의 핵심은 우리의 Lashing Strap (USLM) 과 Apex Strap 에서 볼 수 있
습니다. 최적의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는 또한 포장용 기계 및 Tool , 디스펜서를 포
함하여 응용 장비 및 액세서리의 전체 라인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SIGNODE의 판매, 고객 서비스 및 엔지니어링 은 고객의 현장에서 최적의 포장
시스템을 설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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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ODE KOREA

SIGNODE Plastic Packaging System은 전세계 Plastic Strapping 시장에서의 선두 공급업
체로 신문, 종이, PVC 파이프 및 면 베일의 생산 현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적용
되고 있습니다.
SIGNODE Plastic Strapping 의 기본 구성요소는 Contrax® 폴리 프로필렌 및 Tenax®의
폴리 에스테르 입니다. 또한 완전 자동화 된 기계장치용 strapping에서 부터 간단한
Manual용 Strapping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라인을 제공합니다.
SIGNODE의 기계장치, 각종 Manual Tool , 엔지니어링 및 고객 서비스 는 고객에 대한
최적의 포장 시스템을 설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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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ODE의 Stretch Packaging System 은 필름 및 응용 장비를 포함세계 최고의 시
스템을 고객에게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SIGNODE가 제공하는 시스템은 처
리, 운송 및 보관 중에 외부 손상으로부터 제품을 보호하게 됩니다.
Manual 및 완전 자동 Machine 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트레치 필름을 생산하고
있으며 스트레치 포장 시스템에 관한 프로그램 및 기계 장비의 전체 라인을 제공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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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ss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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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ODE KOREA
시그노드 코리아 ㈜는 SIGNODE INDUSTRIAL GROUP 의 한국
법인 입니다. 포항에 Global Leading Company Level 의
Steel Strap 생산 기반을 갖추어 전세계에 걸쳐 최고의
Steel Strap 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고로 인정받는 SIGNODE INDUSTRIAL GROUP 의
Industrial Packaging Total Solution 을 국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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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ODE KOREA
ISO SYSTEMS 인증서

① ISO9001:2008
KS 제품 인증서 – KSD9005

② ISO14001:2004
PosQC 인증서

③ OHSAS18001:2007
PHP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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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OD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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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노드 코리아 주식회사

since 1913

”포장의 새로운 혁신”
오랜 시간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제품 완벽한 A/S 체계로 고객의 만족을 채워 드립니다.

시그노드코리아는 산업용 포장자재 및 포장기계 사업에 있어서
Industry Market leader 인 미국 SIGNODE INDUSTRY GROUP의
한국지사이며 “ 포장의 새로운 혁신” 이란 목표아래 SIGNODE의
최첨단 선진포장 기계설비 및 자재를 국내 전 산업 특히 철강,
제강, 제관, 벽돌, 제지, 목재, 제병 등의 제조 공장에 설치 납품함
으로써 포장공정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은 물론 원가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포장용 Steel Strapping 사업부문에 있어서 미국 SIGNODE사의 최
신설비를 도입 함으로써 품질향상은 물론 국내외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A/S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국내 어디서나 사후 서비
스를 즉시 처리 할 수 있는 지원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Packaging System과 관련한 모든 것

Total Solution Provider

SIGNODE KOREA

시그노드코리아 (주)

함께 하겠습니다.

경북 포항시 남구 섬안로 46번길 47 ( 괴동동 )

우) 790-300 www.signode.co.kr

1. Metal 1팀 : 영호남지역 (서 희 달 : 054-280-0770)
2. Metal 2팀 : 중부지역 (박 찬 구 : 070-4359-1789)
3. Non Metal IPS팀 : 전 지역 (박 경 식 : 070-4364-2030)

